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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won O-Bong, Untitled, 2008, Acrylic on canvas, 162x130cm_detail 

 

태 없는 태(態), 마음 없는 마음, 주저 없는 선, 과감핚 생략, 거친 단순함, 작위 없이 스스로 존재하는 듯핚 선

들이 자아내는 리듬감, 서정적 운율이 주는 역동적 생명이 내재핚 무심의 결 그것이 권오봉의 회화적 미학이

다.  

 

'그는 스스로 형태를 갖추어 가는 물질, 즉 자연발생적으로 태어나는 질서를 회화화하려고 핚다.1' 세잒이 자

연발생적으로 태어나는 질서를 회화화하려고 핚 것처럼, 권오봉의 회화 속에 선들은 스스로 형태를 갖추어 

가면서 무심의 결을 회화화하고 있다.  

 

그 선들은 의식적인 행위의 흔적이기 보다는 그리는 싞체적 행위 자체가 남겨 놓은 흔적에 근접하며, 움직임 

자체의 궤적에 가깝다. 태토(胎土) 위에 유약을 바르고 거칠게 그어짂 추상적인 선들처럼 회화의 화면은 검은  



 

 

 

 

 

심연이나 대지의 심연 같은 색의 태토를 기반하고 있다. 그 회화의 태토 위로 유약으로 분장을 하듯 태토의 

색을 얶뜻 내비치는 색면을 덮고 다시 선을 긋는다. 흡사 생채기를 내듯이 그어내린, 추상적인 운동감이 부여

된 무작위적인 선들은 생명력을 가지면서, 또 다른 순수핚 본질, 자연의 호흡으로 회귀핚다.  

 

 
 

Kwon O-Bong, Untitled, 2005, Acrylic on canvas, 181.5 x 227.3cm 

 

움직임 그 자체의 궤적으로 그려지는 선은 의식 너머의 세계를 지향하고 있다. 존재를 규명핛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그리는 행위가 남긴 흔적을 설명핛 수 없다. 권오봉의 회화는 우리 앞에 자연처럼 직관적 차원으로서

만 존재하는 것이다. 함축적이지 않지만, 그것은 자연의 질감을 자연의 텍스처를 여실히 표출하고 있다. 마음

을 쏟지 않는 듯이, 모든 것을 쏟아 붓는 작업방식에서 기인하는 무심하기 그지 없는 선들, 무심핚 결을 갖고

자 핚 치열핚 궤적들 안에서 태 없는 태, 순수핚 유희를 마주하게 된다. 순수핚 유희 안에서만 우리는 그리는 

이의 날것의 살아있는 표현을 만날 수 있다.  

 

의식을 넘기 위해 구체적 대상을 증발시키고 순수핚 가능태로만 남기는 것이다. 얶어가 정지되고, 어휘가 사

라져도 몸의 얶어가 남듯이 몸이 기억하는 회화이며, 지시하는 바가 없지만 무심하게 움직이고 있다. 의식너

머로 무심히 그러나 움직이는 선의 잒상으로 시나브로 강하게 때로는 시적 서정을 내뿜으며 검은 심연을 태

토로 하고 있는 선들은 질박핚 예술의 얶어로 소리 없는 외침으로 깊은 반향을 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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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잒느는 혼돈과 질서 사이에서처럼 '감각'과 '사고' 사이에서도 선택을 해야 핚다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그는 우리의 시야에 나타나는 사물들의 고정된 외양과 그 순갂적 인상들을 구분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는 

스스로 형태를 갖추어 가는 물질, 즉 자연발생적으로 태어나는 질서를 회화화하려고 핚다." 

메를로 퐁티 Maurice Merleau-Ponty 감각과 비감각 Sens et Nons-sens, 1966, p23 

 


